
Ⅱ. 국내 보험회사의 겸업 현황 및 쟁점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은행법과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회사

의 고유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을 검토한다. 우리나라 보험회사와 은행이 영위

할 수 있는 업무는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 의거하여 관련 법 및 규정에 

나열되어 있다.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고유업무는 해당 금융권역이 취급하는 핵심 업무로서 감독당국의 별도 

인허가가 없으면 타 권역이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이다. 타 권역의 고유업무라도 개별

적으로 감독당국의 별도 인허가를 받으면 ‘겸영업무’의 형태로 영위가 가능하다. 부

수업무는 고유업무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감독당국의 별도 인허가 없이 동 업종 인허

가 시 항상 영위가 가능한 업무이다. 그리고 각 업권별 겸업 현황, 보험영업과 일반

계정 자산운용 관련 수수료를 제외한 겸업에서 창출되는 영업외 손익 중 수수료 수

익, 특별계정 수입 수수료 등을 기준으로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겸업 현황을 살펴본

다. 마지막으로 산업자본이 소유한 보험회사의 은행업 겸업의 쟁점을 살펴본다.

1. 은행·보험업의 업무범위

가. 은행업

1) 고유업무

은행법 제2조는 ‘은행업’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

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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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

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은행법 제27조 제2항은 은행의 업무범위(고유업무)를 1) 예금·적금의 수입 또

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외

국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2) 부수업무

은행의 부수업무는 고유업무인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

의 발행”과 관련된 상호부금(수신), 팩토링 업무 등이 있으며  “자금의 대출 또는 어

음의 할인” 업무와 관련된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대출), “내·외국환 업무”

와 관련된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전자상거래와 관

련한 지급대행 등이 있다. 은행의 고유업무와 부수업무를 검토해보면 은행의 핵심 

업무는 “여수신업무 및 지급결제업무”라고 할 수 있다. 

3) 겸영업무

은행의 겸영업무는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국채 및 지방채증권, 특수채 증권의 인

수·매출, 매매업무, 모집·매출 주선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등은 증권사 혹은 자산운용사의 고유업무지만 은

행이 겸영할 수 있다. 특히 국공채 인수 원활화를 위해 유가증권 관련 업무가 예외적

으로 허용된다. 보험대리점의 업무는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허용되었고 이로 인해 은

행이 보험업을 부분적으로 겸업할 수 있게 되었다(<표 Ⅱ-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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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업

1) 고유업무

은행법에서 은행의 업무범위가 규정되고 있지만 보험업법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2조에서 보험업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대신에 보험업,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그

리고 제3보험업의 정의를 기술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2조 1항은 “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

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2항에서는 

“생명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

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

업은 같은 조 3항에서 “우연한 사고(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상해 및 간병을 제

외한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매매·고

용·도급 그 밖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그 밖의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등 그 밖의 의무자에게 약속하

고,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업으로 행하

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보험업의 핵심은 “보험계약의 인

수”라 할 수 있다. 즉, 약속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 부수업무

은행법과 다른 점은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다.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는 금융위원회 신고사항이며 신고내용이 보험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

성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부수업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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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겸영업무

보험업법 제11조는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

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의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

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경우는 첫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한 업

무,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한 금융업무, 셋째, 그 외에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

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금융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등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는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다. 크게 유동화자산 관리업무(타금융기관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포함),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업,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등이

다. 2008년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가 

추가되었고 최근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6호에 따른 외국환업무가 부수업무

에 추가되었다. 전자자금이체업무가 부수업무로 추가되면서 수익증권 판매에 수반

되는 수익증권 환매대금 이체 등의 업무를 전자자금이체업무로 추가한 것이다. ｢외
국환거래법｣ 제3조 제16호는 외국환업무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

째,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둘째,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셋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넷째, 비거

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이다. 

외국환업무가 겸영업무로 추가되면서 기존에는 외화표시 보험, 외화대출 등에 국한

되었던 외국환업무가 외화예금 개설과 외화 지급·수령을 제외한 모든 외국환 업무

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환전, 비거주자 원화대출, 증권의 매매, 해외신탁, 해외부

동산 매입, 외화자금 차입 등을 업무에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7) 

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 12. 1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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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은행 보험

고유

업무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국환·외국환

 (｢은행법｣ 제27조 제2항)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보험업법｣ 제2조, 제4조)

부수

업무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상호부금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
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함)

·보호예수(保護預受)
·수납 및 지급대행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

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

판업무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그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로서 다음의 업무

    - 부동산의 임대

    -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

권 등의 판매 대행

    -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
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

를 활용한 광고 대행

 (｢은행법｣ 제27조의2 제1항 및 ｢은행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부수업무에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금융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

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보험업법｣ 제11조의2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자료: 은행법, 보험업법

<표 Ⅱ-1> 은행업과 보험업의 고유업무, 부수업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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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

· 파생상품의 매매·중개 업무

·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업무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의 

인수·매출, 매매업무, 모집·매출 주선

업무

· 집합투자업(투자신탁 한정)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신탁업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업무

· 환매조건부매매의 업무

· 보험대리점의 업무

·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 신용카드업

·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

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유동화자산 관

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

업무

·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

·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

담·조력 업무

· 증권의 투자 및 대차거래(貸借去來) 업무

·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매출

· 무역보험의 판매 대행

· 대출 및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 또

는 대리 업무

(｢은행법｣ 제28조 제1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

화자산의 관리업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유

동화자산의 관리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유동

화자산의 관리업무

·전자자금이체업무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외국환업무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보험업법｣ 제11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자료: 은행법, 보험업법

<표 Ⅱ-2> 은행업과 보험업의 겸영업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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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권역별 겸업 현황과 자산관리업무

우리나라는 금융권역별로 모법(母法)이 있고 이 모법에서 각 업권의 겸영업무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여신(대출)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등 각 금융업권에서 은행, 

증권, 보험회사들이 타 업권의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금융권역

별 겸업 현황을 살펴본다.

가. 금융권역별 현황

1) 여신업

여신업은 자금을 공여하는 업무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대출을 의미한다. 한국은

행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금융기관의 총 대출금 2,148조 원 중 생명보험회사의 

대출금은 119조 원으로 5.6%를 차지한다. 

구분 ’14년 말 ’15년 말 ’16년 말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예금은행 1,250.1 68.2 1,346.8 67.9 1,424.1 66.3 

비은행금융기관 582.9 31.8 636.8 32.1 724.1 33.7 

  종합금융회사 10.2 0.6 10.6 0.5 11.5 0.5 

  자산운용회사1) 41.9 2.3 41.3 2.1 49.3 2.3 

  신탁회사 45.5 2.5 45.6 2.3 44.3 2.1 

  상호저축은행 30.0 1.6 35.6 1.8 43.5 2.0 

  신용협동조합 37.9 2.1 43.6 2.2 52.4 2.4 

  상호금융 182.3 9.9 197.0 9.9 225.5 10.5 

  새마을금고 68.1 3.7 74.8 3.8 90.5 4.2 

  생명보험 99.8 5.4 108.1 5.4 119.5 5.6 

  기타 67.1 3.7 80.1 4.0 87.6 4.1 

합계 1,833.0 100.0 1,983.6 100.0 2,148.3 100.0
주: 1) 투자신탁계정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Ⅱ-3> 총대출금 업권별 현황
(단위: 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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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의 경우 총대출금 잔액은 2016년 말 1,271.6조 원이다. 이 가운데 예금은

행의 비중은 48.6%, 상호금융 13.5%, 보험기관 8.5%, 기타 금융중개회사 비중은 

10.9%이다. 앞에서 살펴본 총대출금은 기업대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대출 

비중이 적은 보험기관의 대출금액은 가계대출 금액에 비해서 적게 나타난다.

구분 ’14년 말 ’15년 말 ’16년 말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예금은행 519.6 50.7 563.7 49.5 617.4 48.6 

상호저축은행 10.3 1.0 13.7 1.2 18.3 1.4 

신용협동조합 25.6 2.5 30.4 2.7 36.7 2.9 

상호금융 141.7 13.8 151.8 13.3 171.1 13.5 

새마을금고 47.4 4.6 51.6 4.5 64.0 5.0 

우체국 등 1.2 0.1 1.2 0.1 1.2 0.1 

보험기관 90.8 8.9 98.8 8.7 108.7 8.5 

연금기금 13.2 1.3 12.8 1.1 13.0 1.0 

여신전문기관 45.2 4.4 48.3 4.2 55.2 4.3 

공적금융기관 32.7 3.2 32.9 2.9 34.0 2.7 

기타금융중개회사 85.2 8.3 119.6 10.5 138.8 10.9 

기타 12.0 1.2 13.1 1.2 13.2 1.0 

합계 1,025.1 100.0 1,138.0 100.0 1,271.6 10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Ⅱ-4> 가계대출 업권별 현황
(단위: 조 원, %)

2) 신탁업

신탁업이란 자본시장 통합법에 의거해서 신탁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개인 또는 법

인(위탁자)으로부터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위탁받아 수익자(위탁자 자신이나 그에 

의해 지정된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기간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금융업이다.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은 수탁자로서 신탁재산을 자기재산과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

여 운용하고, 신탁 재산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위탁자 또는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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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귀속시키며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신탁 수수료를 받는다.

보험회사의 경우 200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신탁업무가 겸영업무로 허용된 이후, 

2005년 신탁업법 개정으로 증권회사와 함께 신탁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현재는 

총 6개 보험회사8)가 신탁업무를 하고 있다. 2016년 10월 말 보험회사는 판매채널 

부족 등으로 수탁고가 9.3조 원에 불과한데, 이는 전체 신탁업 수탁고 728조 원 중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구분 ’14년 말 ’15년 말 ’16. 10월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겸

영

사

은행 260.7 47.8 288.1 47.9 362.9 49.8

증권 156.2 28.6 167.4 27.8 201.1 27.6

보험 3.4 0.6 6.5 1.1 9.3 1.3

소계 420.3 77.0 462.0 76.8 573.6 78.7

부동산신탁회사 125.3 23.0 139.8 23.2 154.8 21.3

합계 545.7 100.0 601.8 100.0 728.4 100.0

자료: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시스템

<표 Ⅱ-5> 신탁회사 수탁고 추이
(단위: 조 원, %)

3)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이란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을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 요구에 응하는 

것(자본시장법 제6조의 6)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투자 일임업이란 투자자로

부터 투자판단을 일임 받아 금융투자 상품을 운용하는 사업이다(자본시장법 제6조

의 7). 

투자자문업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보수(Fee)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회

8)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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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금융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자문서비스와는 구별된

다. 2017년 3월 말 현재 전업 투자자문사는 162사이며 겸업 투자자문사는 150사(은

행 11, 선물2, 증권사 28, 운용사 109)이다. 보험회사에게 겸업이 허용되었으나 아직

까지 투자자문업에 진출한 보험회사는 없다. 

투자자문시장의 수익성은 변동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14년 3월 말 당기순이익 

863억 원에서 2017년 3월 말에는 169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자문계약고 규모

도 2014년 3월 말  22.9조 원에서 2017년 3월 말에는 15.8조 원으로 감소하였다. 

구분 2014. 3월 말 2015. 3월 말 2016. 3월 말 2017. 3월 말

투자자문업 

현황

회사 수(개) 154 160 166 162

당기순이익(억 원) 863 716 1,129 169

자기자본이익률(%) 13.7 11.7 17.1 3.0

계약고

(조 원)

투자일임 13.8 16.6 16.0 8.8

투자자문 9.1 18.2 8.5 7.0

합계 22.9 34.8 24.5 15.8

<표 Ⅱ-6> 국내 투자자문사 현황 및 계약고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6. 9), “전업 투자자문사의 FY16(’16.4~’17.3)중 영업실적[잠정]”

투자자문사와 계약한 주체와 계약금액 비중은 <표 Ⅱ-7>에 제시하고 있다. 금융

투자회사가 투자자문회사와 계약을 한 재산 비중이 32.4%로 가장 많고 집합투자재

산의 계약 재산 비중이 10.3%로 높다. 개인이 투자자문회사와 계약하는 재산 규모

는 1,751억 원으로 전체 투자자문계약고의 2.0% 수준이다. 보험회사가 투자자문회

사와 계약하는 재산 규모는 4,733억 원으로 은행의 1,916억 원보다 크고, 전체 투자

자문 계약규모의 5.4%를 차지한다. 보험회사가 투자자문회사와 계약하는 재산은 변

액보험 및 변액연금,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데 2014년 말 3,448억 원

에 비해 그 규모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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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4년 말 ’15년 말 ’16. 11월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금융투자업자 51,569 54.1 48,938 43.7 28,827 32.4

투자일임재산 347 0.4 713 0.6 764 0.9

집합투자재산 2,186 2.3 10,898 9.7 9,164 10.3

은행 3,534 3.7 2,457 2.2 1,916 2.2

보험 3,448 3.6 4,950 4.4 4,733 5.4

개인 1,171 1.2 1,836 1.6 1,751 2.0

기타 33,005 34.6 42,163 37.7 41,783 47.0

합계 95,260 100.0 111,955 100.0 88,938 100.0

주: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전체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규모가 아닌 협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회사만 

대상으로 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시스템

<표 Ⅱ-7> 투자자문 재산 현황
(단위: 억 원, %)

4)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투자 중개업

투자매매업은 금융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거나, 증권의 

발행, 인수, 청약권유 및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중개업은 금융회사(증권사)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거나, 

증권의 발행, 인수, 청약권유 및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반 

고객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을 사고 팔 때 매매중개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2016년 12월 말 현재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투자 중개업이 인가된 보

험회사는 K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ING생명, PCA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미래

에셋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총 11개이다.9)

9) 금융감독원,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 인가·등록 종합표(’16. 12. 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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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4년 말 ’15년 말 ’16. 10월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증권 93,872 51.7 102,540 52.1 112,509 54.2

은행 75,759 41.7 83,431 42.4 83,822 40.4

보험 5,867 3.2 5,813 2.9 5,487 2.6

기타 6,174 3.4 5,013 2.6 5,699 2.8

합계 181,672 100.0 196,797 100.0 207,517 100.0

주: 공모만 대상으로 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시스템

<표 Ⅱ-8> 판매기관별 규모
(단위: 억 원, %)

구분 ’14년 말 ’15년 말 ’16. 10월
점유율 점유율 점유율

증권 145,657 32.0 140,556 30.4 136,030 30.5

은행 304,068 66.8 315,838 68.4 304,205 68.3

보험 4,899 1.1 4,595 1.0 4,508 1.0

기타 671 0.1 745 0.2 669 0.2

합계 455,295 100.0 461,734 100.0 445,412 100.0

주: 공모만 대상으로 함

자료: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시스템

<표 Ⅱ-9> 적립식 판매 규모
(단위: 억 원, %)

5) 외국환업무

외국환업무에는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발행, 우리나라와 외국 간 지급·추심 및 

수령,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 금전의 대차, 보증 등이 포함된다. 외

국환업무취급기관은 은행으로 구성된 외국환은행과 비은행 금융회사로 구성된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구분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금융회사는 외국계 금융회사 포함 시 총 728개이다(외국계 금융회사 제외하

면 628개).10)

10) 박해식(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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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근거법
종전 가능업무
(포지티브 방식)

개정 후 제외업무1)

(네거티브 방식)

은행 등
은행법, 농협법, 산업

은행법 등
모든 업무

제한 없음

체신관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환전

외국통화표시 우편환 

매입

소액지급 등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예금 이외의 모든 업무 외화예금

증권회사

신탁회사

증권매매

파생상품매매

기업금융 관련 환전 등
외국과의 지급·수령

외화예금

한국증권금융 외국환업무 불가능

보험회사 보험업법
외화표시 보험

외화대출 등

외국과의 지급·수령

외화예금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환전 외국과의 지급·수령

금전대차 중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외국환업무 불가능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외화대출

외화표시 시설 대여 

등

외국과의 지급·수령

외화예금

전자지급결제

대행회사(PG)
전자금융거래법 경상거래 결제

외국과의 지급·수령

외화예금

외화증권/대외지급

수단의 발행·매매

주: 1) 해당 금융기관의 설치근거법령(예: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 따른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

서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표 Ⅱ-10> 금융업권별 외국환업무 범위

2016년 3월부터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의 규정방

식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기존에

는 외화표시 보험, 외화대출 등 일부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환전, 비거주자 원화대출, 

증권의 매매, 해외신탁, 외화자금 차입까지 가능해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회사의 겸영업무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여신업을 제외한 신탁업, 투자자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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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판매 등의 겸영실적은 미미하다.

보험회사의 겸영실적 현황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간접금융과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결과로 보인다. 이병윤(2016)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비중은 은행이 69.2%, 정책자금이 29.9%, 비은행금융기관 0.3%, 주식·회사

채 발행 비중이 0.6%에 불과하다. 자산 규모로는 2017년 2/4분기 기준으로 국내 은

행이 2,656조 원으로 보험산업 1,077조 원(생명보험 813조 원, 손해보험 264조 원)

의 두 배 이상이다.  

나. 자산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가 금융 관련 법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문업, 신탁업 등은 

고객의 자산을 증식하고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자산관리업무로 볼 수 있다.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이후 보험회사도 투자자문업, 신탁업,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

업, 투자 중개업 등을 겸업업무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업무

도 기존의 사망보험금을 통한 상속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은행과 증권회사가 수행하

는 거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서비스도 가능하게 되었다.11)  

본고에서 지칭하는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업무는 변액보험·변액연금, 퇴직연금에

서 적립되는 자금(특별계정 자산)을 보험회사가 운용 및 관리하는 업무를 지칭한다. 

김영도(2011)와 정원석 외(2015)가 제시한 거액 자산가 등 일반 외부고객을 대상으

로 별도로 마케팅하는 자산관리업무는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보험회사 

특별계정 자산운용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주로 분석한다. 

변액보험의 경우 고객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사업비 등 부가보험료는 일반계정 수

입보험료로 계상되고, 위험보험료는 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에 적립되어 운용된다. 

운용되는 펀드는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유동자

산(예금, 단기자금, CP, CD, 콜론 등) 등의 포트폴리오로 운용된다. 보험회사는 특별

계정 운용보수를 수취하는데 운용보수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

11) 정원석 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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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보수 등으로 구성된다. 변액보험 상품의 옵션에 따라 계약자는 운용펀드 변경, 펀

드 포트폴리오 조정, 펀드 편입비율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펀드 편입비율 조정옵션

은 펀드 자동 재배분(Auto-rebalancing) 옵션이라고도 하는데 3개월, 6개월, 1년 단

위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적립금의 채권형, 주식형 펀드 편입비율을 자동으로 조

정하는 옵션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문서비스가 발생할 수 있고 상품 옵션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변액보험에 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 등

의 보증이 부과된 경우 보증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다. 수취된 수수료

는 계약자의 적립금에서 차감된다.

예를 들어 변액연금의 경우 보증 수수료는 연 0.2~0.7%, 펀드 운용보수 연 

0.3~0.99%, 수탁보수 연 0.01~0.02%, 제 비용 연 0.018~1.776%를 펀드 적립기간

에 수취하고 연금 수령기간에는 연금관리비 0.5~0.8%, 노후설계자금관리비로 자금

재원의 0.005%를 수취한다.12)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과는 다르게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특별계정 자산운용 및 

관리 이외에도 외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서비스도 제공한다.13) 생명보

험회사들의 자산운용 사업 진출의 동력은 장수위험(Longevity Risk) 관리 능력과 장

기 자산운용 능력, 즉 투자위험(Investment Risk) 관리 능력이다.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장수위험은 사망에 이르는 시점까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장수위험은 보험 및 연금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관리할 수도 있

고 개인의 자산을 금융 및 보험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사망·

장수위험 관리의 전문성을 갖고 있고 고객의 장수위험을 풀링(Pooling)하기 때문에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은행이나 증권업과 다르게 부

채 만기가 길기 때문에 장기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만기가 긴 보

12) 이기형 외(2012)

13) 독일 알리안츠 그룹의 경우 1982년 설계사 등 대면채널을 통해 뮤추얼펀드 판매와 전화를 

통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전문 지주회사를 설립

하여 비상장회사의 장기투자와 주식시장 상장 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였음. 2003년에는 

드레스너 뱅크(Dresner Bank)를 인수하며 소매금융, 연금, 자산운용 사업을 확대하였음. 

2012년 기준 알리안츠 그룹의 사업 비중은 생명·건강보험 32%, 손해보험 44%, 자산운용 

24%임. 자세한 내용은 전용식·조영현(2016)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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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장기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장기 자산운용에 전문성을 갖고 있

다.14)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연금상품 이외에도 사망률 지수와 연동된 스왑거래

(Swaps tied to mortality indices) 등을 통해 장수위험은 자본시장에서 관리될 수 

있지만 보편적인 금융상품은 아니다.

3. 수수료 수입 기준 겸업 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투자자문업, 신탁업, 집합투자증권매매업 

등에 대해 보험회사의 겸업을 허용하고 있다. 투자자문·일임, 집합투자증권매매업 

등은 변액보험·연금, 신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변액보험·연금 등은 특별계정

에서 관리된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겸업 현황을 특별계정 자산운용 

및 관리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수익 현황을 통해 살펴본다. 보험회사 본연의 업무인 

위험의 인수에서 창출되는 보험영업이익과 보험료의 운용과 관련된 투자영업이익의 

대부분은 보험회사의 핵심 업무에서 창출되는 이익이다. 핵심 업무가 아닌 겸업업무

에서 창출되는 수익의 총수익에 대한 비중은 보험회사의 금융겸업화 현황을 보여주

는 지표이다. 은행의 사업다각화 정도를 비이자 이익 비중을 통해 비교하는 것과 유

사하다. 

가. 국내 보험회사의 겸업 수익 현황

생명보험회사 손익계산서의 항목은 ① 보험손익, ② 투자손익, ③ 책임준비금전입

액(책임준비금 환입액), ④ 영업이익, ⑤ 영업외 손익, ⑥ 특별계정손익 등으로 구분

된다. 이 가운데 보험손익, 책임준비금전입액 등은 보험의 핵심 업무에서 창출되는 

수익이고 투자손익의 대부분은 (일반계정)보험료 운용에서 창출되는 자산운용이익

14) Prudential(20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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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투자손익과 투자영업수익 항목인 수수료 수익, 금전신탁 

이익, 신탁보수, 영업외 손익 항목 중 영업외 수익 가운데 잡수익, 특별계정수입 수

수료 등은 보험회사의 금융겸업화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수수료 수익은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고객 등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

가로 수입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대출제공 수수료, 투자관리 수수료, 주식대차거래 

수수료, 퇴직연금관리 수수료, 수익증권판매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신탁보수는 신

탁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고 이에 대해 신탁계정으로부터 받는 보수이다. 별도의 

항목으로 집계되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신탁보수를 수수료 수익에 포함시키기도 한

다. 신탁보수는 보험회사가 겸영하는 신탁업에서 창출되는 수익이다. 특별계정 수입 

수수료(Separate Account Commission Received)는 퇴직보험, 퇴직연금, 변액보험 

등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 등 일반계정으로 전입되는 

금액을 계상한다.15)  

아래의 <표 Ⅱ-11>은 2016년 우리나라 25개 생명보험회사의 업무보고서에서 수

집한 수수료 수익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수수료 수익은 905억 원 규모로 총수익의 

0.08%, 신탁보수의 총수익 대비 비중은 0.02%, 그리고 총수익 대비 특별계정에서 

발생하는 수입 수수료 비중은 4.08%이다. 이들 수익의 합계는 총수익의 4.37%이다. 

수수료 수익 이외에도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료의 제약으로 이를 구분

해서 분석하지 못하였다.

15) 박석현(2010)에 따르면 특별계정 수입 수수료 중 4~5% 정도인 운용 수수료 정도만 실제 

회사의 이익으로 볼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박석현(2010)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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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항목 세부 항목 2016년 총수익 대비 비중

투자영업

수익

수수료 수익 90,489.8 0.08%

금전신탁 이익 363.6 0.00%

신탁보수 18,988 0.02%

영업외 

수익

특별계정 수입 수수료 4,669,823.2 4.08%

퇴직보험 4118.0 0.00%

퇴직연금 261,736.7 0.23%

변액보험 4,403,968.4 3.85%

잡수익 234,929.4 0.21%

합계 5,014,594.3 4.37%

총수익 114,528,979.3 -

<표 Ⅱ-11> 2016년 국내 보험회사의 겸업 수익 현황
(단위: 백만 원)

  

자료: 각 사 업무보고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의 전체 겸업 수익16) 추세를 보기 

위해 보험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하였다. 보험통계연감 자료는 보험통계포탈에서 추

출하였는데,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의 항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

만 일반계정 손익계산서의 투자영업수익 중 수수료 수익, 금전신탁 이익, 특별계정 

손익계산서의 특별계정 수입 수수료와 금전신탁 이익, 수수료 수익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표 Ⅱ-11>의 항목 가운데 잡수익, 특별계정 수익, 신탁보수 등은 제외하고 집계

된 겸업 관련 수수료 수입(수익) 금액은 2001년 1,501억 원에서 2016년 4조 4,815억 

원으로 증가하였다(<표 Ⅱ-12> 참조). 같은 기간 특별계정 자산 규모는 2001년 10

조 7,540억 원에서 2016년 132조 4,234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16년 보험회사 업

무보고서에서 수집한 자료에서 집계된 겸업 관련 수수료(5조 145억 9430만 원)와 

보험통계연감에서 집계한 겸업 관련 수수료(4조 4,815억 4,100만 원) 간에 다소 차

16) 여기서 겸업 수익은 투자영업 수익의 수수료 수익, 금전신탁 이익, 신탁보수, 영업외 수

익 중 특별계정 수입 수수료, 잡수익의 합계임. 미국 생명보험산업에서 정의되는 수수료 

수익에는 투자자문, 일임, 투자매매 중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집계를 위

해서 본고에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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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겸업관련 수수

료의 추이를 살펴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17)

연도
특별계정 자산 

비중
겸업 수익

특별계정 
수입보험료

겸업 관련 
수수료 수입 

대비 특별계정 
수입 수수료 

비중

총수익 대비 
겸업 관련 

수수료 수입 
비중

2001     7.52 150,173 5,780,295 49.60 0.29

2002 8.00 174,231 4,975,701 51.53 0.31

2003 7.88 170,930 4,637,134 62.26 0.29

2004 8.82 281,473 6,426,325 68.34 0.45

2005 11.89 693,366 13,691,512 87.23 1.11

2006 14.35 1,304,145 16,844,928 92.71 2.00

2007 17.12 1,930,064 23,409,801 92.05 2.77

2008   17.54 2,620,923 22,328,974 95.54 3.57

2009 19.38 2,668,558 23,597,723 94.44 3.56

2010 19.55 2,791,401 25,859,643 95.43 3.55

2011 18.67 2,768,068 28,148,987 96.28 3.42

2012 16.82 3,104,900 27,839,278 96.63 2.79

2013 17.07 2,252,221 22,516,580 96.42 3.04

2014 16.87 3,097,670 32,493,064 97.07 2.95

2015 17.07 4,148,911 34,342,091 97.33 3.70

2016 16.93 4,481,541 36,131,357 97.85 3.91

<표 Ⅱ-12>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수수료 수익 추이
(단위: 백만 원, %)

주: 겸업 수익은 일반계정 손익계산서의 투자영업 수익 중 수수료 수익, 금전신탁 이익, 특별계정 손익계산

서의 특별계정 수입 수수료와 금전신탁 이익, 수수료 수익의 합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특별계정 자산 비중이 상승하면서 겸업 수익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업 

수익 가운데 특별계정 수입 수수료 비중은 2001년 49.6%에서 2008년 95.54%로 상

17) 보험회사 업무보고서는 특별계정 손익계산서의 특별계정 수입 수수료를 보고하지 않고 

있지만 업무보고서의 영업외 수익 중 특별계정 수입 수수료는 보험통계연감의 특별계정 

손익계산서 중 특별계정 수입 수수료와 규모의 차이가 크지 않음. 규모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분석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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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하였고 2016년에는 97.85%로 상승하였다. 총수익대비 겸업 수익 비중은 2001년

부터 2003년까지 0.29% 내외를 기록하였으나 2004년 0.45%, 2008년에는 3.57%로 

상승하였다. 2012년에서 2014년 기간에는 3.0% 내외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2016

년 3.91%로 상승하였다. 2012년 총수익 대비 겸업 관련 수수료 수입 비중이 2.79%

로 전년의 3.42%에서 하락한 이유는 즉시연금 판매로 총수익이 2011년 80조 8,964

억 원에서 2012년 111조 2,91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4년

의 경우도 총수익이 전년도 74조 882억 원에서 105조 800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겸업 관련 수수료 수익 비중은 2.95%로 하락하였다.

특별계정 수입 수수료가 증가하는 이유는 특별계정 수입보험료가 증가했기 때문

이다.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는 퇴직보험, 퇴직연금,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로 구성되는

데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퇴직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2004년부터 2008년

까지는 퇴직보험과 변액보험이, 2009년 이후에는 변액보험과 퇴직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2008년 78.8%를 차지했으나 2016년에

는 53.7%로 하락하였고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비중은 2006년 2.2%에서 2016년 

46.3%로 상승하였다. 

특별계정 수입보험료 대비 특별계정 관련 수수료 수익 비율은 변액보험 수입보험

료 비중이 2013년부터 70% 이하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퇴직

연금 수입보험료 비중이 상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2013년 6조 9,523.6억 원에서 2016년 16조 7,189.9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2013년 15조 5,443.0억 원에서 19조 4,061.7억 원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한편 특별계정 수입보험료 대비 특별계정 관련 수수료 수익 비율은 9.7%에

서 12.1%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실적배당형 퇴직연금 운용 비중이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10년 실적배당형 비중은 6.5%에서 2016년 

2/4분기에는 7.4%로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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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특별계정 

수입보험료
(백만 원)

퇴직보험 비중 퇴직연금 비중 변액보험 비중

특별계정 
수입보험료 대비 
특별계정 관련 
수수료 수익 

비율

2001 5,780,295 99.9 0.0 0.1 1.3

2002 4,975,701 96.0 0.0 4.0 1.8

2003 4,637,134 83.6 0.0 16.4 2.3

2004 6,426,325 63.0 0.0 37.0 3.0

2005 13,691,512 38.8 0.0 61.2 4.4

2006 16,844,928 29.4 2.2 68.4 7.2

2007 23,409,801 21.2 4.5 74.3 7.6

2008 22,328,974 16.2 5.0 78.8 11.2

2009 23,597,723 13.4 13.7 72.8 10.8

2010 25,859,643 7.2 17.7 75.1 10.3

2011 28,148,987 0.5 23.9 75.6 9.5

2012 27,839,278 0.0 23.7 76.2 10.8

2013 22,516,580 0.1 30.9 69.0 9.7

2014 32,493,064 0.0 36.4 63.6 9.3

2015 34,342,091 0.0 39.9 60.1 11.8

2016 36,131,357 0.0 46.3 53.7 12.1

<표 Ⅱ-13>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백만 원, %)

 

나. 특별계정 자산과 수수료 수입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에서 창출하는 수익 비중은 3.91%에

서 4.37%로 추산된다. 앞에서는 생명보험산업 전체의 수수료 수익 비중의 추이를 

살펴본 것이고 여기서는 생명보험회사별 특별계정 자산 비중과 수수료 수익 비중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림 Ⅱ-1>의 왼쪽 그림은 특별계정 자산 비중과 투자영업 수익 

중 수수료 수익 비중을, 오른쪽 그림은 특별계정 자산 비중과 각 보험회사별 <표 Ⅱ

-11>의 겸업 수익 합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25개 생명보험회사 가운

데 특별계정 자산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는 2016년 기준으로 영국 푸르덴셜의 자회

사였던 PCA생명이며 그 비중은 71.7%이다. 그 뒤로 메트라이프 52.0%, 미래에셋생

명 34.8%이다. 반면 최저치는 1.34%이다. <그림 Ⅱ-1>에 따르면 특별계정 자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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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클수록 수수료 수익 비중과 매출액 대비 겸업 수익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투자영업 수익 가운데 수수료 수익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는 현대라이프이며 그 

다음이 미래에셋생명이다. 그리고 겸업 수익 합계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는 미래에

셋생명, 메트라이프, PCA생명 등으로 특별계정 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겸업수

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1> 국내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자산 비중과 수수료 수익 비중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들의 금융겸업화 수준을 금융업과 수수료 수입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들은 여신시장의 5.6%, 신

탁 수탁고 기준으로 1.3%, 투자자문 보유재산 기준으로 5.4%, 집합투자증권 판매기

관별 규모로는 2.6% 수준이다. 한편 총수익 대비 수수료 수입 비중은 2001년 0.29%

에서 2016년 3.91%로 상승하였다. 변액보험과 퇴직연금이 증가하면서 수수료 수입

도 증가하였다. 금융업권별 점유율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의 겸업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수료 수입 측면에서 보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화는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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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회사 은행업 겸업의 쟁점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2007년 보험업법 개정 등으로 보험회사의 투자자문업과 

신탁업의 겸업은 허용되었으나 은행업 겸업은 은산분리 등의 규제로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 이태열(2005)에 따르면 은행업 겸업은 지급결제업무를 확보할 수 있어 자산

관리업무 등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보험회사의 은행업 겸업, 은행의 보험업 겸업에 대한 쟁점을 살펴본다. 

금융회사의 종합금융서비스를 통한 대형화, 다각화가 규모 및 범위의 경제효과를 창

출하는지에 대한 논의, 은행과 보험회사의 겸업이 시너지를 창출하고 수익성을 제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지급결제업무 허용과 관련된 쟁점으로 구분하

여 살펴본다.

가. 규모 및 범위의 경제18)

보험회사의 금융업 겸업이 범위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Mathewson and Todd(1982)는 개인보험과 단

체연금 사이에 범위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점을 캐다나 생명보험회사들을 분석하여 

발견하였다. 반면 Fields(1988)는 업무 다각화가 음(-)의 범위의 경제효과를 창출하

거나 범위의 경제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하였다. 권영준(1994)은 생명보험회사

의 업무활동을 자산운용업무에 국한시켜 분석하였는데, 유가증권과 대출 간에는 범

위의 경제효과가 존재하는 한편 유가증권업무와 대출업무 사이에는 비용보완성이 

존재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계리적 위험과 은행의 금융

위험(Financial Risk)이 결합할 경우 상품다양화에서 유발되는 범위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Scordis, Schellhorn, and Barrese(200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은행

업 겸업이 겸업 금융회사의 수익-위험 프로파일을 개선시키는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18) 윤성훈 외(2010)에서 발췌,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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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다. 저자들은 미국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어슈어뱅킹이 보험회사의 수

익성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보험회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하여 기존 보험상품 포트폴리오에 대출상품과 같은 은행상품을 결합할 경우 전

체 운용수익(Operating return)과 운용위험(Operating risk)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를 살펴보았다.19) 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의 어슈어뱅킹이 보험회

사의 전체 운용수익률을 어느 정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긴 하지만, 동시에 전체 운

용위험 또한 증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보험상품과 은행상품의 

결합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은행상품과 보험상품의 결합이 보험회

사의 전체 운용위험 수익(Operating risk return) 포트폴리오를 개선시키는 데 별다

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Schellhorn and Scordis(2002)의 연구결과는 만약 보험-은행 결합상품의 편익이 

존재한다면 이는 고객정보 활용의 시너지, 범위의 경제효과, 전략적 선택옵션의 창

출, 그리고 매출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고객기반 확대, 도덕적 해이 완화 등 관측되

지 못하는 특성들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ajtelsmit and Ligon(1996)의 연구는 시너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은행과 

보험회사의 합병은 보험회사 주주들에게 은행 주주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익

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20) 이는 합병의 이익이 보험회사 주주에게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지급결제업무

은행자회사를 소유하지 않고 보험회사 본체에서 겸업할 수 있는 은행의 핵심 업무

는 지급결제업무이다. 2009년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지급결제가 허용되었으나 

보험회사의 지급결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지급결제업무는 보험회사가 고객의 연

금자산 축적, 운용, 연금지급 등의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

19) Scordis, Schellhorn and Barrese(2002)

20) Bajtelsmit and Ligon(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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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이다. 이태열(2006)은 변액유니버셜보험,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에서 계좌를 

통한 자금 이동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 및 보험금 

입출금 횟수가 잦은 만큼, 자체적인 고객 중심 계좌의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는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위해서도 자체적인 고객 계좌 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21) 

이에 반해 이석호(2008)는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업무가 내부겸영방식으로 허용될 

경우, 업무부문 간, 행위주체 간의 이해상충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동반부

실위험 및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해상충 문

제의 경우, 보험은 상호 공제의 성격이 강하고 지급결제업무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

문에 자산운용 및 경영전략 추진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

리고 보험업의 위기 발생 시 동반 부실화될 위험과 금융투자회사에 이어 보험회사에

도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될 경우, 운영위험 등 다양한 위험 및 불확실성도 증대될 것

이라고 주장한다.22) 

이석호(2008)의 주장은 보험과 은행의 공통적인 특징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은행과 보험회사가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주장은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Mervyn Lewis와 Kevin T. Davis는 은행과 보험회사의 공통점으로 개인의 위험을 

풀링(Pooling)하고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이 작용한다는 점을 제시

한다.23) Levy-Lang(1990)은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운용을 통해 은행의 자금관리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24) Allen and Santomero(2001)는 은행과 보험회사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25) 

한편 자산운용 및 경영전략 추진과 관련해서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석

호(2008)의 주장은 선행연구 결과도 뒷받침하는 주장이다. Briys and Varenne 

(1995)는 보험업의 자산부채관리가 다른 금융업에 비해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21) 이태열(2006)

22) 이석호(2008)

23) Mervyn Lewis, Kevin T. Davis(1987)

24) Nadege Genelay, Philip Molyneux(1987)을 재인용함

25) Allen and Santomero(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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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한다.26) 특히 보험상품(예를 들면 종신연금)의 만기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운용자산 가운데 장기 채권, 모기지 등 장기 금융상품들의 비중이 높다.27) 

이러한 근거를 갖고 이석호(2008)는 보험회사 부채의 만기가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

에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될 경우, 은행업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전략이 상충될 수 

있고 유동성 부족이 초래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이 제시한 은행과 보험회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자금운

용 및 조달 측면, 그리고 조달 및 운용과 관련된 위험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의 표

와 같다. 

구분 운용 조달 공통점 차이점

은행

대출 및 

대손충당금
예금 및 금융채 발행 대수의 법칙

유동성 

전환(Liquidity 
Trasnformation)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유동성 위험(Liquidity 
Risk)

포트폴리오 관리 

및 위험공유 

신용위험 

모니터링, 
지급결제

보험

자산운용 보험료(책임준비금)
위험공유(Risk 

Sharing)
장기 자산운용시장위험

신용위험
언더라이팅 위험

비고 -
주주자본(보험회사의 

경우 상호회사도 존재)
리스크조정수익 

극대화
-

<표 Ⅱ-14> 은행과 보험회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26) Briys and Varenne(1995)

27) Varenne(1995)의 보험업이 다른 금융업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첫 번째 근거는 다

른 산업과는 다르게, 보험업의 경우 최종생산물가격인 보험상품의 가격(보험료)은 생산요

소가격과 비용(보험금)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 근거는 보

험업의 위험인수(Risk taking)는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서 먼저 발생한다는 점임. 예를 들

어 은행이 대출채권을 발행하여 신용위험을 인수할 경우, 이는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발생함. 보험 언더라이터가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향후 약속된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준비금(Technical 

reserve)을 부채항목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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